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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이야기 그림검사(Draw-A-Story) 반응 특성 연구
김 태 희* ․ 김 갑 숙**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이야기그림검사(Draw-a-Story) 반응특성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DAS의 유용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 중인 대학생
427명이었으며, 측정도구는 Ryff(1989)의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PWBS)와 Silver(1988)의
Draw-a-Story(DAS) Form A형을 사용하였다. 자척도의 구성을 위해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
을 하였으며, 그림의 채점자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
여 상관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AS의 정서내용 점수와 자기
상 점수는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정서내용 점수와 자기상 점수가 높을수록 심
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둘째,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에 따른 DAS의 정서내용 및 자기상 점수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 따른 자극그림선택차이는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중성적 아이(자극 그림2), 병아리(자극 그림11)을 그리는 경향이 많고, 심리
적 안녕감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공룡(자극 그림10), 성(자극 그림 14)를 그리는 경향이 많
았다.
주요어 : 심리적 안녕감, 이야기 그림검사, 정서내용, 자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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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과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대학
생 시기에는 생활환경과 대인관계의 급격한 변화, 현실적응과 목표달성을 위한
경쟁과 스트레스 등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
에 대처해야 하는 과중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 서울시정신보건센
터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우울, 불안, 사회 부적
응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43명 중
8.3%(104명)가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데이터뉴스, 2012), 이현주
(2000)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의 약 1/3이 넘는 37.5%의 학생들
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대학생들은 초기성인기를 거치면서 정서적으로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
이게 되며 이러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대학생은 청소년시기에서 초기성인기로 변화된 생활을 하면서 심리사회적 문
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따
라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정서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심리적 안녕감이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서 생활에 대한 만족, 행복과 같은 뜻으로 사
용된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경험 내에 존재하며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의 반영, 개인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포함(조명한, 차경호,
1998)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적정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 정서나 통
제감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동기화의 요인이 된다. 그러
나 부정적 정서나 삶에 대한 불만족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역
할과 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이 자율적이며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
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은 한 개
인이 만족하는 삶의 질을 반영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사
회 구성원으로 얼마나 잘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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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녕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객관화된 질문지 검사를 활용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언어는 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표현하
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개인의 내면을 왜곡하여 표현하기도 하며(신민섭 등,
2007), 자신의 의도에 맞게 회피하거나 검사 과정에서 거부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투사검사는 검사자의 주관적 해석기술에 의해 좌우되며, 표준화작업
이 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다(김갑숙, 기정희, 전영숙, 2010). 그러나 투사검사는 ‘언
어’를 사용하는 객관적 검사와는 달리 방어가 어렵고 검사반응이 사회적 가치의
영향을 적게 받음으로써 내담자의 무의식적 동기나 갈등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
공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 검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그림검사를 적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강수현, 김갑숙, 2013; 김
갑숙, 이지현, 전영숙, 2012; 김재순, 최외선, 2012; 이성원, 김갑숙, 2010). 이와
같은 투사검사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DAS를 적용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DAS(Draw-a-Story, 이야기 그림검사)는 우울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서 1988년
Silver에 의해 개발되었다. DAS 검사는 제시되는 14개의 자극 그림들 중 두 가
지를 선택하여 이야기를 만든 후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하는 기법으로 선택된 주
제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상상하여 그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림이 완성되면 대화를 통해 명백하거나 그림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다. DAS를 통하여 정서내용과 자기상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이야기 그림검사는 자극이 있는 그림을 사용하는 검사로서 재료나 방법이 구
조화 되어 있고,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하는 내담자들에게 비 구조화된 과제로
인해 비롯되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다(김태순, 2008). 또한
Coffey(1995)는 정신병원의 치료적 계획에서 이야기 그림검사를 활용하여 다른
투사적 그림보다 이야기 그림검사가 회피나 저항이 심한 환자들에게 위험이 적
게 나타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며, 흥미를 끌 수 있고, 방어기제를
잘 드러내게 한다고 하였다.
이야기 그림검사를 이용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성적학대 환자의 방어, 대처
기술, 관계 및 자아감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었거나(Turner, 1993), 아동이나 여성의
우울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백현순, 조용태, 2007; 손현숙, 2009;
신효은, 2012; 이현경, 2008; 정은형, 2009; 정주희, 2005; 조경은, 2011; 주리애,
2006), 취업준비생,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우울과 관련된 연구들
도 있다(구향천, 2010; 김세은, 2008; 김정해, 2010; 이선미, 2010; 이현주, 2012).
정서ㆍ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DAS 그림검사 반응에 관한 연구에서 검
사의 하위척도인 자기상, 대상 간 관계, 공간사용,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고, 객관
적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검자의 내적 상태를 DAS를 통해 살펴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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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반응 특징이 유의하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이는 DAS가 우울을 사정하기 위한 활용뿐만 아니라 분노나 자살위험, 공격성,
불안의 측정도구로서의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ilver의 이
야기 그림검사에서는 칼, 뱀, 공룡, 화산 등이 공격적인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
는데, Malchiodi(1997)도 학대 받은 아동의 그림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공격성을
언급하면서 그림 내용에 등장하는 공격적인 동물들이 아동이 가진 분노와 적대
감, 죄책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주리애, 2011 재인용: 72).
또한 그림검사의 반응을 통해 환상에 접근할 수 있고, 주관적 감정을 시각적
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이 또한 평가 척도의 점수로 측정할 수 있다(최윤녕,
2012)는 점에서 피검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직접적이고 세밀한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우울과 관련한 연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을 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
여 DAS가 대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한지 그
범위를 확대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이 자신의 유능성과 정
서 및 대인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할 때 그림이야기 검사의 정서내용
과 자기상에는 관계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능력과 목표 성취, 사랑과 존경과
같은 내용이 채점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에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투사검사 중 DAS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수렴하여 DAS의 정서내용과 자기상이라는
관점 하에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DAS 반응특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파악함으
로써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진단도구로서의 DAS의 유용성을 밝
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DAS의 정서내용 및 자기상 점수는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가 있는가?
둘째,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 따라 DAS의 정서내용 및 자기상 점수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 따른 자극그림 선택은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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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2012
년 12월에서 2013년 6월까지 대구․경북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27명을 편의표집하였다. 검사를 위해 담당교수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
명하고 동의를 구하였고, 검사는 강의실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
가 학생들에게 실시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실시는 질문
지를 먼저 완성한 후 이야기 그림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총 450부
를 배부하여 450부 모두 수집되었으나, 그림과 질문지 중 하나가 누락된 경우와
불성실한 응답으로 기재누락이 있는 질문지 23부를 제외하고 총 42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중 남학생은 86명, 여학생은 341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Silver의 이야기 그림검사(Draw-a-Story: DAS)
이야기 그림검사는 Silver가 만든 것으로 우울과 공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
들어졌고, 198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우울증, 약물남용 등의 내담자
들에게 이야기 그림검사를 시행하고 연구하여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
(윤수현, 2006; 이현주 2012).
DAS Form은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이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Silver, 2002) 본 연구에서도 DAS Form A형의 검사형태를 사용하였다. DAS
검사는 제시되는 14개의 자극 그림들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이야기를 만든 후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하는 기법으로 선택된 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상상하여 그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림이 완성되면 대화를
통해 명백하거나 그림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다. DAS검사는 물리적, 표면적 특
징-예를 들어 선, 색채, 두 장의 자극 그림-보다 이야기의 내용을 중요시 한다
(손현숙, 김갑숙,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의 내용과 이야기 구성이
매우 간략하거나 자신들의 생각이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자신이 그림 속에 있다면 무엇(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관계에 있나
요?" 등의 질문에 답변하는 질문지도 추가하여 그림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평가 지표와 기준은 Silver(2007)을 참고로 하였다. DAS의 최초 평가 척도는
5점이었으나 The Silver Drawing Test and a Story(Silver, 2007)에서 척도를 7
단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양가적인 반응에는 희망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과 희망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반응도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을 포함하고
수량화하기 위하여 2.5점과 3.5점을 추가하였다. 즉, 양가적인 반응이 희망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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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3.5점을 희망적이지 않을 경우 2.5점이 주어진다. 자기상 척도 또한 양가적
인 반응의 결과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2.5점과 3.5점이 추가되었다.
그 세부 항목은 <표 1>, <표 2>와 같다.
그림 채점은 각 항목에 대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자를 포
함하여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미술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 2인이 함께 수행
하였다. 전체 표집 가운데 50명의 그림을 무작위 표집하여 2명의 채점자가 각각
채점한 결과를 상관계수로 구한 결과 r= .78이었다.
<표 1> DAS의 정서상 내용 점수

점수

주제

Ÿ

1점

매우 부정적인
주제

Ÿ

2점

다소 부정적인
주제

2.5점

양가적 주제

3점

중립적 주제

3.5점

양가적 주제
다소 긍정적인
주제
매우 긍정적인
주제

4점
5점

Ÿ

Ÿ

Ÿ
Ÿ

Ÿ
Ÿ
Ÿ

세부내용
혼자 있는 대상이 슬프거나 무기력하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자살하려 하거
나 죽었거나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관계가 표현되었는데 파괴적 관계거나 삶을 위협하는 관계, 치명적인 관계,
혹은 살인하는 관계다.
혼자 있는 대상이 무서워하거나 화가 났거나 좌절했거나 불만이 있거나 걱
정하거나 파괴적이거나 불운하다.
관계가 표현된 경우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거나 적대적인 관계, 불편한 관계
다.
결과는 부정적이거나 희망이 없다.
양가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두 가지 모두 있는 경우, 혹은
정서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경우, 애매
모호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다.
결과는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이다.
혼자 있는 대상이 운이 좋지만 수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관계를 그린
경우 우호적이거나 즐거운 관계다.
혼자 있는 대상이 행복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목표를 성취했다. 보살펴주거
나 사랑하는 관계가 표현되었다.

<표 2> DAS의 자기상 내용 점수

점수
1점
2점

주제

병적인 환상

불쾌한 환상
양가적 환상인데
2.5점 부정적 결과로
귀결

Ÿ

Ÿ

Ÿ

세부내용
그림을 그린 사람은 슬프거나 무기력하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자살하려 하
거나 죽었거나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무서워하거나 좌절했거나 운이 나쁜 대상과 동일시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희망이 없거나 실패할 것 같은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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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주제
양가적이거나
3점 정서가 없거나
애매모호한 환상
양가적 환상인데
3.5점 긍정적 결과로
귀결
4점 유쾌한 환상
성취하는
5점 소망을환상

세부내용
Ÿ

Ÿ

Ÿ
Ÿ

이야기를 하는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보이지 않는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희망적이거나 성공할 것 같은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소극적이지만 운이 좋은 대상, 이를 테면 TV를 보고
있다든가 구조를 받는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행복하거나 사랑받거나 강력하거나 존경할 만하거나
위협하거나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목표를 성취하는 대상과 동일시하
는 것으로 보인다.

2)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yff(1989)가 개발한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PWBS)를 김명소, 김혜원과 차경호(2001)가 수정 번안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Ryff(1989)가 개발한 척도는 6개 하위요인, 5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김명소, 김혜원과 차경호(2001)가 한국의 대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각 척도 당 7~8개 문항씩 구성
하여 46문항으로 선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
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요인으로 구성되어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아의 긍정적이고 부
정적인 점을 포함하는 다양한 면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며, 과거의 삶을 긍정적으
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인은 타인과 따뜻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
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요인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고, 내적으로 행동을 통제하며,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네 번째 요인은 환경을 지
배하고 관리하는 감각이 있으며,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외적행동계획을 조절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요인은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으
며,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며, 왜 사는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요인은 계속적으로 발전해간
다고 스스로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리커르트 5점 척도(1=전혀 그
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한 총점
을 구하여 심리적 안녕감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46~230점
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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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ɑ)는 .903이
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9.0 program에 의해 수행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
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Cronbach’s α)을 사용하였으며, 채점자간 일치도를
구하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DAS의
정서내용 및 자기상 점수의 결합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 따른 정서내용 및 자
기상 점수의 차이와 자극그림선택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집단구분은 상·하위 27% 분류 기준을 근거로 하여(박치홍,
2014; 이미옥, 2012; 임정하, 2003; 탁진국, 2006) 상위 27%를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으로, 하위 27%를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Ⅲ. 연구결과
1. DAS의 정서내용 및 자기상 점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DAS의 정서내용 및 자기상 점수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DAS의 정서내용 척도는 심리적 안녕감(r=.278,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DAS의 정서내용이 긍정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DAS의 자기상(I) 척도(r=.236, p<.01)와 자기상(Ⅱ) 척도
(r=.246, p<.01)는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DAS의 자기상(Ⅲ) 척도는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DAS의 정서내용 및 자기상 점수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DAS
변인
정서내용
자기상(Ⅰ)
자기상(Ⅱ)
**
**
심리적 안녕감
.278
.236
.246**
**p<.01
(Ⅰ) : 긍정5점, 부정 5점 모두 포함. (Ⅱ) : 긍정 5점 포함. (Ⅲ) :부정 5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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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 따른 DAS의 정서내용 및 자기상 점
수의 차이
DAS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 따른 정서내용 및 자기상 점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 <표 5>에 제시하였
다. 연구 1에서 자기상 5점의 경우 긍정 5점과 부정 5점을 모두 포함하는 유형
(Ⅰ), 긍정 5점만 포함하는 유형(Ⅱ), 부정 5점만을 포함하는 유형(Ⅲ)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으나 유형 Ⅲ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5점을 긍정, 부정으로 나
누어 분석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ilver(2007)의 기준에 따라
연구 2와 연구 3을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 상위 27% 및 하위 27% 수준에
따라 정서내용 점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내용
(χ2=36.67,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성취지향적이고 행복한 긍정적 정서내용을 포함하는 5점이
42.3%로 가장 많았고 4점이 26%,로 나타난 반면 낮은 집단에서는 5점이 17.9%,
4점이 10.7%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우 무기력하고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있
는 부정적 정서내용과 동일시할 때 받은 1점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의 낮은 수준
에서는 18.8%로 나타났고, 화가 났거나 파괴적이고 불운한 정서내용과 동일시
한 2점은 22.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즉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
단에 비해 죽음, 살인, 슬픔과 같은 부정적 주제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적
고 행복, 목표 성취 등과 같은 긍정적 주제를 표현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기상 점수는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χ2=26.57, p<.001).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수준에서는 행복하고 성취지향
적인 자기상 내용을 포함하는 5점이 34.6%로 가장 많았고 4점이 26.9%로 나타
난 반면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5점이 19.6%, 4점은 14.3%로 나타났
다. 3점이 26%, 2점이 2.9%, 1점이 1.0%로 나타났다. 양가적인 주제인 2.5점과
3.5점은 각각 1.0%와 7.7%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우 무기력하고 치명적인 위험
에 노출되어있는 부정적 자기상과 동일시할 때 받은 1점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
의 낮은 수준에서는 10.7%로 나타났고, 무서워하거나 운이 나쁜 대상과 동일시
한 2점은 9.8%로 나타난 반면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1점이 1.0%, 2
점이 2.9%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야기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보이지 않는
3점의 경우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수준에서
양가적인 주제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집
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슬픔, 무기력, 자살, 고립과 같은 부정적인 자기상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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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적고 행복, 사랑, 존경과 같은 긍정적인 자기상을 표
현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 따른 DAS의 정서내용 점수의 차이검정

1점
2점
점수 N(%)
N(%)
심리적 매우
다소
안녕감 부정적 주제 부정적
주제
수준
높음 6(5.8)
11(10.6)
낮음 21(18.8) 25(22.3)

2.5점
N(%)
양가적
주제
3(2.9)
2(1.8)

3점 3.5점
4점
5점
N(%) N(%)
N(%)
N(%)
계(N)
중립적 양가적
다소
매우
주제 주제 긍정적 주제 긍정적 주제
7(6.7) 6(5.8)
27(26.0) 44(42.3) 104(100.0)
15(13.4) 17(15.2) 12(10.7) 20(17.9) 112(100.0)
χ2=36.67***
df=6

<표 5>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 따른 DAS의 자기상 점수의 차이검정

1점
2점
점수 N(%)
N(%)
심리적 매우
다소
안녕감 부정적 주제 부정적
주제
수준
높음 1(1.0)
3(2.9)
낮음 12(10.7) 11(9.8)

p<.001

***

2.5점
N(%)
양가적
주제
1(1.0)
7(6.2)

3점
N(%)
중립적
주제
27(26.0)
30(26.8)
2
χ =26.57***

3.5점
4점
5점
N(%)
N(%)
N(%)
계(N)
양가적
다소
매우
주제 긍정적 주제 긍정적 주제
8(7.7)
28(26.9) 36(34.6) 104(100.0)
14(12.5.) 16(14.3) 22(19.6) 112(100.0)
df=6

3.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 따른 DAS자극그림 선택유무의 차이
본 연구에 사용된 DAS Form A형은 14가지의 자극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Silver의 이야기 그림검사에서는 칼, 뱀, 공룡, 화산 등이 공격적인 상징으로 해
석될 수 있는데, Malchiodi(1997)도 학대 받은 아동의 그림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공격성을 언급하면서 그림 내용에 등장하는 공격적인 동물들이 아동이 가진 분
노와 적대감, 죄책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주리애, 2011 재인용: 72). 국내 연구
를 살펴보면,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와 일반인의 이야기 그림검사 자
극 선택 유형을 비교한 연구(주리애, 2006)에서 내담자 집단이 공룡을 많이 선택
하였고, 여고생들의 분노와 이야기 그림검사 자극 선택 유형을 비교한 연구(주리
애, 2011)에서는 특성분노가 높은 여학생들이 칼을 많이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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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그림의 선택 유형에 따라 내담자의 특성이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에 따라 DAS 자극그림의 선
택유무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에 따라 자극 선택의 유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 의하면,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에 따라 자극 그림 중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중성적 아이(χ2=9.564, p<.005), 공룡(χ2=2.727,
p<.10), 병아리(χ2=4.216, p<.005), 성(χ2=5.216, p<.005)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성적 아이 표현유무에서 자극그림을 그리는 비율
보다 그리지 않은 비율이 높았으나 ‘중성적 아이’의 ‘무’인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낮음(86.6%), 높음(69.2%)으로 나타났으며, ‘유’인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
(30.8%), 낮음(13.4%)으로 나타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때 중성적 아이를 그리
는 경향이 높았다.
공룡에서는 자극그림을 그리는 비율보다 그리지 않은 비율이 높았으나 ‘공룡’
의 ‘무’인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낮음(92%), 높음(97.1%)으로 나타났으며, ‘유’인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2.9%), 낮음(8%)으로 나타나 심리적 안녕감이 낮을
때 공룡을 그리는 경향이 높았다.
병아리에서는 자극그림을 그리는 비율보다 그리지 않은 비율이 높았으나 ‘병
아리’의 ‘무’인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낮음(94.6%), 높음(86.5%)으로 나타났으며,
‘유’인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13.5%), 낮음(5.4%)으로 나타나 심리적 안녕감
이 높을 때 병아리를 그리는 경향이 높았다.
성에서는 자극그림을 그리는 비율보다 그리지 않은 비율이 높았으나 ‘성’의
‘무’인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낮음(70.5%), 높음(83.7%)으로 나타났으며, ‘유’인 경
우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16.3%), 낮음(29.5%)으로 나타나 심리적 안녕감이 낮을
때 성을 그리는 경향이 높았다.
이상에서 집단에 따라 중성적 아이, 병아리, 공룡, 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중성적 아이,
병아리, 공룡, 성을 그리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6>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 따른 DAS 자극 그림 선택

자극그림

구분

모자 쓴 남자

무
유

낮음
n(%)
107(95.5)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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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n(%)
100(48.3)
4(3.8)

(n=216)
χ2

(df=1)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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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그림

구분

중성적 아이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면사포 쓴 여자
뱀
파이프 문 남자
고양이
낙하산
칼
나무
공룡
병아리
쥐
화산
성

p<.05, *p<.10

**

낮음
n(%)
97(86.6)
15(13.4)
77(68.8)
35(31.2)
96(85.7)
16(14.3)
99(88.4)
13(11.6)
99(88.4)
13(11.6)
78(69.6)
34(30.4)
110(98.2)
2(1.8)
89(79.5)
23(20.5)
103(92.0)
9(8.0)
106(94.6)
6(5.4)
100(10.7)
12(10.7)
106(94.6)
6(5.4)
79(70.5)
33(29.5)

심리적 안녕감 수준
높음
n(%)
72(69.2)
32(30.8)
63(60.6)
41(39.4)
93(89.4)
11(10.6)
91(87.5)
13(12.5)
94(90.4)
10(9.6)
73(70.2)
31(29.8)
99(95.2)
5(4.8)
91(87.5)
13(12.5)
101(97.1)
3(2.9)
90(86.5)
14(13.5)
95(91.3)
9(8.7)
100(96.2)
4(3.8)
87(83.7)
17(16.3)

χ2

(df=1)

9.564**
1.580
.678
.041
.225
.008
1.571
2.507
2.727*
4.216**
.261
.279
5.216**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DAS의 정서내용 및 자기상 점수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와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에 따른 DAS 점수의 차이 및 자
극그림선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DAS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진단ㆍ예
측하는 도구로서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남, 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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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427명이었으며, DAS와 심리적 안녕감 검사를 시행하였다. 자료분석은 척
도의 구성을 위해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하였으며, 그림의 채점자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DAS
의 정서내용 및 자기상 점수의 결합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SPSS 19.0을 사용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심리적 안
녕감 수준에 따라 DAS의 정서내용 및 자기상 점수의 차이 및 자극그림선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DAS 정서내용 및 자기상 점수는 심리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정서내용과 자기상 Ⅰ(긍정 5점, 부정 5점 포함), 자기
상 Ⅱ(긍정 5점 포함)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부정 5점이
포함된 자기상 Ⅲ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상의 결합유형
에 따라 부정 5점을 포함시키는 것과 시키지 않는 것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
으로 볼 수 있다. 자기상 Ⅲ에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부정 5점으로
채점된 수가 전체 427부 중 15부로 3.5%의 작은 비율로 나타난 영향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채점기준에서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위협적이나 목표를 성
취하는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망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안녕감에서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울, 특성분노, 분노표현양식과 그림이야기 검사 간의 관
계를 분석한 연구(지혜정, 2013)에서 자기상은 위의 세 가지 요인들과 유의한 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내용은 자기상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울과 분노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이 낮
은 상태에서도 자기상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공격적 집단이 비공격적
집단에 비해 낮은 정서내용과 높은 자기상을 보였다는 Earwood 등(2004)의 연
구와도 부합할 수 있다. 손현숙과 김갑숙(2008)의 연구에서 정서내용점수는 1점
이면서 자기상 점수가 5점일 경우 자신에 대해서 불행하고 병적인 환상을 가지
고 있음과 동시에,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능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정 5점이 포함된 자기상 Ⅲ의 경우에 심리적 안녕감
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으나 반대로 높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에 따라 DAS의 정서내용 및 자기상 점수는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DAS의 정
서내용 점수와 자기상 점수가 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Silver(2002)에 의하면 우울 상위집단이 긍정적인 내용의 그림을 그리는 비율
이 매우 낮았다고 하였고, 김정해(2010)의 연구에서도 우울정도에 따른 DAS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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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정서내용 점수를 분석한 결과 우울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DAS 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DAS의 정서내용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DAS를 그린 피검자의 심리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을수
록 그림의 내용이 보다 적대적이고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
과(Turner, 1993)와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윤수현(2006)의 연구에서도 우울
할수록 DAS점수가 낮아 우울성향과 DAS점수 결과가 유의미하였으며 DAS가
우울정도를 측정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
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채점
기준에서 정서내용이 높다는 것은 대상이 행복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목표를 성
취하는 안정적인 면과 보살펴주거나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 우호적인 면을 반영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DAS가 심리적 안녕감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상 점수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낮을수록 양가적이거나 정서가 없고 애
매모호한 환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리애(2006)의 연구에
따르면 Silver와 Ellison은 건강한 남자는 공격적 그림을 그리고 실제 행동은 하
지 않되, 건강하지 않은 남자는 그림에는 그리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이 낮을수록 3점의 점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이
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세은(2008)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집단에서는
‘불행한’자기상이 많이 나타났고, 비우울 집단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았는데 이는 우울을 가진 환자들 중 사실은 우울하지만 정서가 긍정적이거나 아
무런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
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Dollard 등(1939)는 욕구좌절이 공격을 유발하
는데, 공격이 우울로 위장될 수 있으며, 지연되거나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옮겨
질 수 있고, 욕구좌절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무력감에서 우울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낮은 심리적 안녕감 상태에서는 자기상이 병적인 환상, 불
쾌한 환상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고 이야기의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에 따라 자극그림의 선택에서 심리적 안녕감 수준
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중성적 아이(자극그림 2), 병아리(자극그림 11)를
그리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
다 공룡(자극그림 10), 성(자극그림 14)을 그리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모두 자극그림을 선택하지 않는 비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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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와 일반인의 이야기 그림검사 자극 선택 유
형을 비교한 연구(주리애, 2006)에서 내담자 집단이 공룡을 많이 선택하였고, 여
고생들의 분노와 이야기 그림검사 자극 선택 유형을 비교한 연구(주리애, 2011)
에서는 특성분노가 높은 여학생들이 칼을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김세은(2008)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 성향에 따른 DAS의 자극그림 유형 선택에서는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보다 ‘공룡’과 ‘칼’을 더 많이 선택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
집단에서 ‘공룡’을 더 많이 선택한 것은, 우울할수록 자신의 현재상황이나 현실
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공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서 기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일부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최윤녕(2012)
의 연구에서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성’ 그림
을 많이 선택했다는 결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DAS의 반응특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구․경
북 지역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확대해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DAS의 정서내용 점수, 자기상 점수, 자극그림 선택유무의
특징을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 따라 살펴보았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 DAS의 정
서내용 점수, 자기상 점수, 자극그림 선택유무의 특징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일반인들로 대상을 확대시켜 살펴보고 심리적 안녕감 사정 도구로서 DAS
의 활용가능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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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Draw-a-Story Test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Kim, Tae Hee* ․ Kim, Gab Sook**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Draw-a-Story(DAS) test as a
tool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427 college students residing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The instruments wer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PWBS) by Ryff(1989) and
the DAS Form A by Silver(1988). A reliability check was conducted for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measurement. A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for the
consistency between the rate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cross-tabulation and
correlat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s. First,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DAS emotion scores and
self-image scores; that i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high when the scores of
emotion and self-image were high. Second, both the DAS emotion and self-image
score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in
the stimulus drawings choice in relation to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e
group with high psychological well-being tended to draw a neutral child (stimulus
drawing 2) and a chick (stimulus drawing 11) more than the group with low
psychological well-being. The group with low psychological well-being tended to
draw a dinosaur (stimulus drawing 10) and a castle (stimulus drawing 14) more
than the group with high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 Psychological Well-being, Draw-a-Story Test, Emotional Contents, Self-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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